컵홀더 (제품에 따라 제공)

팔걸이 뒤쪽의 시트 옆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컵 홀더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물건이 떨어져 사고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Produced under license of Ferrari Spa. FERRARI, the PRANCING HORSE device, all associated logos and distinctive designs are property
of Ferrari Spa.

당신의 소중한 아이의 안전을 위해 Teamtex 카시트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이 제품에 대해 추가 문의 또는 상담을 원하시면 ㈜에이원 02-322-7500 고객센터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설명서 보관

Produced under license of Ferrari Spa. FERRARI, the PRANCING HORSE device, all associated logos and distinctive designs are property
of Ferrari Spa.

안전설명서

당신의 소중한 아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 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제품
을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본 제품 부스터 카시트는 3점식 안전벨트가 부착된 차량에 전방장착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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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지침

카시트 커버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약간 얼룩이 진 경우 젖은 천이나 비눗물을
사용하여 닦아 주십시오. 커버를 완전히 분리하여 30°이하의 물로 손 세탁하십
시오.

• 이 카시트는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 장치로 한국 안전 인증 및 유럽 N°44/04 규
정에 따라 안전시험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카시트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 장치를 사용 하는데 적
합하다고 한 자동차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카시트는 엄격한 승인 기준에 따라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에 적합한 어
린이 카시트 입니다.
• 이 카시트는 UN/ECE N°16이나 이에 상응하는 표준을 준수하는 3점 고정식 또
는 접이식 안전벨트가 있는 자동차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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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에이원 02-322-7500 고객센터 또는 www.teamtex.
co.kr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어린이 보호장치인 카시트를 설치시에는 물품이 이동식시트 아래나 자

동차 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장착하십시오.
•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로 아이가 벨트를 안전하게 매고 있고, 카시트가 차
량 시트에 안전하게 장착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안전벨트가 꼬이지 않
도록 주의 하십시오.
• 허리벨트는 아이의 복부 아래 쪽 허리에(골반) 걸쳐 가능한 낮게 설치 해 주십
시오.
• 사고로 인해 물리적인 충격이 생기면, 카시트를 새것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십
시오.
• 카시트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타사 부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카시트를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부
품이 뜨거워져 어린이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아이를 카시트에 태운 채 절대 아이 혼자 차 안에 방치 하지 마십시오.
• 차안에 사고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짐이나 물건은 안전한 곳에 놓으십시오.
• 카시트 커버 없이 카시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커버만 사용하십시오.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 제품에 대한 설치 또는 사용방법에 대한 추가 문의 또는 상담을 원하시면 당
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설명서의 지시에 따라 카시트를 차량 시트에 장착하여 사용하십시오.
• 사용설명서의 지시된 것 외에 다른 보조기를 카시트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앞 좌석에 카시트 설치가 가능하지만, 안전성이 높은 뒷자석 장착을 권장합니
다.
• 항상 차량용 벨트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겨울철에는 아이의 옷을 두껍게 입힌 상태로는 카시트에 태우지 마십시오.

MEMO

설치방법

설치방법

FC25KR

본 카시트는 3점식 안전벨트가 장착된 차량의 뒷자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디
자인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뒷자석에 부스터카시트를 장착하십시오.
1. 자동차 허리벨트가 어린이의 무릎 위와 시트 양쪽에 있는 팔걸이 아래를 지나
도록 하십시오.
2. 자동차 어깨벨트가 어린이의 어깨와 팔걸이 아래를 지나도록 하십시오
(15~25kg).
3. 자동차 어깨벨트가 어린이의 어깨와 팔걸이 위를 지나도록 하십시오
(22~36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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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지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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